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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우리나라의 경우 RPS는 신재생 력 보 확 라는 에 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재까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에 지정책만을 고려한 RPS가 시행되고 있는상황
에서 ETS가 도입되면 의무 상자인 발 사업자들은 이 규제를 받게 
된다. 복 규제로 인해 발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 될 것으로 
상됨으로 RPS와 ETS간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옵
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간 효과 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된 모형을 통해 그 효과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서    론

  년 3월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 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시행할 
정이다. 한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 한 국제 기후변화 약상에
서 부속서 I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BAU 비 30% 자발  감축을 발표하 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해 가장 효율 인 수단
으로 평가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 RPS 제도하에 있는 의무 상자인 발 사
업자들은 에 지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이 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발 산업의 이  부담을 완화시키기 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력산업의 이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 제도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RPS와 배출권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었을 경우 력산
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뒤 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들
을 제시하고 그 효과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신재생 의무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 지 지원제도로써 발 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를 재 운 하고 있으나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발 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보 목표 비 실 이 미흡하 다. 한 
한 발 차액지원규모의 산출이 곤란하여 지원 액의 과부족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 목표 달성을 해서는 자발 인 도입 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재생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재생 의무화 제도(RPS)는 신재생에 지원의 보  진을 하여 의
무 상자(우리나라의 경우 발 사업자)가 공 하는 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 지를 통해 공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의무 상자는 의
무를 이행하기 해 신재생에 지 설비를 설치하여 직  신재생에 지를 
생산하거나 거래가능 신재생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를 신재생 발 사업자로부터 REC 시장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그림 1> RPS 제도 시행절차

  의무이행에 있어 가장 요한 수단 의 하나인 신재생에 지 인증서
(REC)는 신재생에 지에서 생산된 력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 인증

시 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의무 상자가 정부에 인증
서를 제출하면 인증서는 폐기된다. 인증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해외 신재생에 지 의무화제도의 도입사례를 보면 국내의 REC시장의 
모습을 망해 볼 수 있다. RPS정책의 도입에 극 이었던 미국에선 
신재생에 지원으로부터 생산된 력의 1MWh가 REC의 한 단 가 되
었다. 인증서의 가치는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
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신재생에 지가 발생되는 지역특성, 신재생에
지원의 자체특성, 불감축에 한 벌 정도, 계통특성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쉽게 변동된다.

  2.2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한 권리를 의미한다. 배
출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오염물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허가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한 표 인 
경제 인 유인제도이다. 배출권이 오염업체간에 할당이 되면 오염업체는 
할당받은 만큼의 오염물질을 여야 하며, 그 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한 할당받은 양보다 과하여 
오염물질을 다면, 그 과감축량을 매할 수 있다.

<그림 2> 배출권거래제도 이행체계

  2.3 RPS와 배출권 거래제간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감축하려는 환경정책이다. 한편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한 발 을 이룩하
기 해 친환경 에 지원의 기술발 을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로 FIT와 
RPS가 존재한다. 즉, FIT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친환경성을 추구한다는 
에서 공통된 목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IT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도입되는 RPS는 순수한 에 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운 하여 발 산업에 용하게 된다면 환
경규제 부분에 있어 이 으로 부담주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RPS와 ETS의 효과 인 연계방안은 최소의 비용으로 국가의 에 지정
책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1 REC가치의 분리
  RPS와 ETS의 연계 가능 여부는 REC의 탄소가치  에 지가치의 
분리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RPS 로젝트는 신재생엔 지 보  확
를 진할 수 있을 뿐만 신재생에 지 보 의 부수 인 효과로 온실가

스 배출을 일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치로써 계산되어 REC에 포함될 
수 있다. 탄소가치의 계산은 발 시간 별 신재생에 지원의 투입으로 
인한 탄소 감축량  발 량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탄소가치는 발
시간 별 발 믹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이 게 분리된 REC탄소가치(MWh)는 REC 환계수(CO2/MWh)를 통
해 배출권(CO2 ton)으로 환되어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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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도간 연계여부에 따른 신재생 보급 비용

  2.3.2 수학적 정식화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이론을 용하여 모형을 설계하 다. 모형은 특
정목표년도에서 최  발 용량, 원별 설비증설  련비용을 산출하
는 정태선형계획모형으로 발 설비 운 비, 투자비, REC구입비용  배
출권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해를 도출한다. 제약조건은 RPS제약, 탄소 
배출권제약, 비력 기 , 수 균형, 설비증설제약, 발 량 제약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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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 설비의 원유형

 계 ( , 여름, 가을 겨울)

 해당 계 () 내 시간

 해당 계 () 내 근무일수와 비근무일수

   발 원의 운 (평균 연료)비용(원/MWh)

   발 원의 단 용량 당 투자비(원/MW)

   발 원의 설비단 용량(MW)

 계통의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원유형 발 설비의 연간 고정비율




  원유형 발 설비  시간  운 용량(MWh)

 목표연도에서의   발 원의 신규 투입 수

 기존에 설치된   발 원의 설비규모(MW)

 REC 탄소가치 비율

 REC 고정 환계수 (ton/Mwh)

3. 사례연구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RPS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동시에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두 제도가 연계가 되었을 경우와 그 지 않았을 경우의 설비계
획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 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분석을 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 목표년도는 2022년으로 RPS 의무할당비율은 10%이다.
- 신규설비는 원별(LNG, 유, 석탄, 원자력, 신재생)으로 건설되고

  이때 신재생은 풍력만을 고려한다.
- REC  배출권 가격은 각각 40,000원과 3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 REC 탄소가치 비율과 고정 환계수는 각각 40%과 0.43이다
  
<표 1> 입력자료

LNG 중유 석탄 원자력 풍력

건설비용

(백만원/MW)
845 357 1,085 1,599 1,232

운전유지비

(원/MWh)
86,090 83,487 18,200 3,048 4,015

탄소배출계수

(Ton/MWh)
0.157 0.215 0.278 0.006 0

이용률(%) 8 29 69 91 23

단위용량

(MW)
300 500 500 1,000 3

<표 2> 시나리오별 비용                                단 : 10억원

총비용
REC

구입비용

배출권

구입비용

RPS·배출권 미도입 20,403

RPS·배출권 도입(미연계) 22,755 1,449 1,579

RPS·배출권 도입(연계) 22,256 660 109

<표 3> 시나리오별 신규설비건설대수

석탄 원자력 풍력

RPS·배출권 미도입 13 30

RPS·배출권 도입(미연계) 33 844

RPS·배출권 도입(연계) 34 554

  상기의 데이터는 RPS와 배출권거래제간 연계여부에 따른 비용증가와 
신규설비건설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면 불가피하게 총비용이 약 10%정도 증가하고 
목표년도에 투입되는 풍력설비 수도 비약 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두 제도가 연계가 되면 총비용에 있어 연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2%가 감소하여 비용의 부담을 더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풍력설
비에 한 투자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PS와 배출권거래제도간 연계방안을 제시하 고 정태
선형계획모형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다. 연계방안에 있어 REC
의 일부를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근방식을 사용하 으나 배출권을 
REC로도 환할 수 있는 역방향 근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근방식은 배출권 획득을 통하여 신재생 의무할당량을 달성할 수 있게 하
는 것으로 RPS제도의 본래 정책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약 이 존재한다. 그러나,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은 RPS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 지원을 통해 발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
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REC  배출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설비구성 변화
를 분석해 볼 수 있다. 한 인증서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
능을 추가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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